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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 론

    함정 탑재장비에 사용되는 탄성마운트에 대한 역학적 

성능특성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탑재하중에 대한 변위

측정, 하중-변위시험, 진동시험, 피로시험 및 충격시험 등

이 필요하다. 여기서는 규정된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

하여야 하는 충격시험을 제외하고 탑재하중에 대한 변위측

정, 하중-변위시험, 진동시험, 피로시험을 할 수 있는 탄성

마운트 성능시험기를 고안하였다. 그리고 이 성능시험기를 

사용하여 함정용 탄성마운트의 특성시험 사례를 보였다.

2. 성능시험기 설계/제작

    성능시험기가 고정된 구조물에 유압실린더로 구성된 

액츄에이터와 액츄에이터의 실린더 로드에 부착되는 로드

셀, 탄성 마운트가 설치되는 진동시험부, 상측 플레이트의 

하부에 설치되는 변위측정 게이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

을 특징으로 함으로써, 간단한 구성으로 탄성 마운트의 탑

재하중에 대한 변위측정, 하중-변위시험, 진동시험, 피로시

험 등의 다양한 시험을 하나의 장비로 모두 수행할 수 있

으며 또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탄성 마운트를 시험하는 

것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.

   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정구조물(10)의 중간부

에 유압실린더로 이루어지는 액추에이터(20)의 측면을 고

정하기 위한 측면 지지구조물(11)이 부착되어 있으며 상부

에는 액추에이터의 밑면을 고정하기 위한 밑면 지지구조물

(12)이 부착되어 있다. 지지구조물에는 액추에이터의 밑면

이 고정되고, 측면 지지구조물에는 액추에이터의 측면이 지

지 브라켓(13,14)을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다. 이렇게 하여 

액추에이터는 상하방향으로 로드(21)가 운동을 할 수 있도

그림 1 성능시험기의 기하학적 형상 (고유진동수, 처짐 

시험, 피로시험용)

그림 2 시험부의 하측 플레이트

록 고정된 상태로 구성된다. 액추에이터의 로드에는 로드셀

(22)이 부착되어 가하는 힘을 측정하며 시험부(30)의 하측 

플레이트(32)에는 시험 대상인 탄성마운트(1)를 설치하는

데, 그 크기와 형태에 따라 하측 플레이트(그림 2)의 적절

한 구멍(321)을 이용하여 고정한다. 시험부의 상측 플레이

트(31)에는 탄성 마운트의 변형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한 

변위계(34)가 설치되며, 하측 플레이트에는 액추에이터로부

터 가진되는 진동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(35)가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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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 있다. 이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탄성 마운트의 탑재

하중에 대한 변위측정, 하중-변위시험, 진동시험, 피로시험

이 가능하다.

    탑재하중에 대한 변위측정, 진동시험, 피로시험에서는 

지지봉(40)을 사용하여 중량체(50)를 매달아 탑재하중에 

해당하는 하중이 탄성마운트에 가해지도록 한다. 이 때 중

량체 하중에 의해 탄성 마운트가 압축하게 되며 설치된 변

위계(34)로 탑재하중에 대한 변위를 측정한다. 진동시험은 

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량체에 가속도계를 설치한 후 액추

에이터를 가진 시키고 시험부 하측 플레이트의 가속도계와 

중량체의 가속도계(35,45)로 부터 입력 가속도와 출력 가

속도를 측정한다.

    하중-변위시험은 그림 3과 같이 시험부의 하측 플레이

트에 중량체를 매다는 대신에 지지봉(40)을 고정대(60)에 

고정하고, 액추에이터로 하중을 부가하면서 시험한다.

그림 3  정하중 시험 

3. 특성시험

    설계/제작된 시험기를 사용하여 함정 탑재장비용 탄성 

마운트에 대한 특성시험(변위측정, 하중-변위시험, 진동시

험)을 수행하였다. 시험대상 마운트는 정격하중이 450lb, 

정격하중에서 공진주파수가 7.0Hz인 제품이다.

 그림 4는 대상 마운트에 대한 시험장면이며, 그림 5와 그

림 6은 각각 정격하중에 대한 처짐변위 측정, 하중-변위시

험 결과이다. 그림 7은 진동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진동전달

률 곡선이다.

4. 결  언

    간단한 구성으로 탄성 마운트의 탑재하중에 대한 변

위측정, 하중-변위시험, 진동시험, 피로시험을 하나의 장비

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탄성마운트 성능시험기를 설계/제

작하였다. 이 시험기를 사용하여 함정 탑재장비용 탄성마운

트의 특성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, 시험 준

비 및 시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.  

       

그림 4  특성시험 장면

 

 그림 5  정격하중에 대한 변위

             

  그림 6  하중-변위시험 곡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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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림 7  진동시험에서 얻은 전달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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